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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이용한  

트랙터 동력전달계의 축 전달오차 저감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유 호 길 

 
기어는 트랙터 동력전달계의 주된 소음원 중 하나이다. 기어 

물림으로 인한 대표적인 소음 중 하나인 화인 소음(whine noise)은 

기어의 전달오차(gear transmission error)가 주된 가진원으로, 기어의 

전달오차는 주로 변동하는 기어 물림 힘(gear mesh force)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 물림으로 인한 가진력의 전달 경로 중 

하나인 기어 블랭크를 복합소재로 대체함으로 인해 전달오차의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진동·소음 성능 개선을 위한 

이종복합소재 기어 적용의 타당성을 타진하고자 하였다. 

기어의 전달오차는 토크 부하의 크기와 회전 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가령 인가되는 부하 토크의 증가에 따라 탄성 변형에 의해 

전달오차의 크기가 증가 혹은 감소하거나, 특정 회전 속도에서 

전달오차가 급격히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낮은 회전 속도에서 토크를 변동시키며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정적 전달오차를 계측하거나 높은 회전 속도에서의 공진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축 가속도계를 이용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고, 전달오차와 진동·소음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달오차로 대변되는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진동·소음 성능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어 블랭크의 재료와 형상을 

제외하면 동일한 제원을 가진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기어쌍과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에 대해 엔코더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ii 

축의 정적 및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고 비교함으로써 이종복합소재 

기어가 갖는 전달오차의 특성을 구명하였다. 분석 결과, 이종복합소재 

기어 사용 시 정적 전달오차가 비슷하거나 소량 감소하였으며, 동적 

전달오차는 특히 공진 영역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시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적 전달오차는 기어 시스템의 강성 변화가 미미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적 전달오차는 기어 블랭크를 이루는 

복합소재의 감쇠 효과(damping effect)로 인해 공진점에서의 

전달오차가 효과적으로 저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복합소재 기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경량화와 내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진동·소음 성능의 지표인 전달오차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부가적으로,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해 얻은 동적 전달오차 계측 

결과와 가속도계를 이용해 얻은 동적 전달오차 계측 결과를 기반으로 

고속 조건에서의 로터리 엔코더 기반 전달오차 계측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가속도계 기반 전달오차 계측 방법은 축에 

가속도계 장착 플랜지를 가공 혹은 장착해주어야 하며, 슬립링이라는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는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해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다면 향후 관련 연구가 한 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기어, 전달 오차, 화인 소음, 복합소재, 진동·소음 

학  번 : 2020-2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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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농업기계 분야에서 인간공학적 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농업기계 작업자에게 전달되는 진동·소음을 분석하고 저감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1-5]. 작업자의 탑승 위치인 트랙터 캐빈 

실내로 전달되는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은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와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가 

각각 제시하는 한도값인 90 dB(A)와 85 dB(A)보다 높기 때문에 

작업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2, 3], 실제로 작업자가 

트랙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1]. 따라서 트랙터의 진동·소음 

문제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진동·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트랙터의 진동·소음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동력전달계에서 주로 발생한다[5]. 그 중 엔진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소음이 많이 저감되었으나[6] 작동 과정 중 팽창 및 연소 행정으로 

인하여 여전히 트랙터 내부 진동·소음에 크게 기여한다[7]. 또한 최근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와 함께 농업기계 분야에서도 동력전달계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8, 9], 엔진이 존재하지 않는 전동화 

동력전달계에서는 모터와 기어박스가 가장 지배적인 소음원으로 

작용한다[10]. 즉, 기어박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엔진 구동 트랙터 

뿐만 아니라, 향후 상용화될 전기구동 트랙터에서도 주요한 소음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기어박스 내부에서는 기어가 주된 소음을 유발한다. 기어 소음은 

다른 소음과 확실히 구별되는 순음(pure tone)으로, 전체적인 소음 

레벨보다 10 dB(A) 낮음에도 불구하고 탑승자가 소음을 인지할 수 

있다[11, 12]. 기어 물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크게 래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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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rattle noise)과 화인 소음(whine noise)으로 구분된다. 래틀 

소음은 주로 엔진의 연소 행정에 의해 크랭크축의 토크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음으로, 주로 저부하 상태에서 회전하는 기어에서 

발생한다. 래틀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i) 엔진 자체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크 변동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안, ii) 비틀림 

댐퍼(torsional damper) 등을 이용하여 기어로 전달되는 엔진의 토크 

변동을 감소시키는 방안[13], iii) 윤활유의 점성을 이용하여 드래그 

토크(drag torque)를 증가시키는 방안, iv) 기어의 백래시를 최소화하는 

방안[14] 등이 있다. 한편, 화인 소음은 기어의 전달오차(gear 

transmission error)가 주된 가진원으로, 기어의 맞물림 주파수와 그 

정수배에 해당하는 주파수인 하모닉 차수에서 발생하며, 이 주파수들이 

기어박스의 공진주파수와 일치할 때 소음이 증폭된다. 화인 소음은 

동력전달경로에 있는 기어에서 i) 기어의 제작오차 및 탄성변형으로 

인한 기어 전달오차, ii) 기어 물림 시 미끄러짐(sliding)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기적인 마찰력에 기인하는 마찰 가진(frictional excitation), 

iii) 헬리컬 기어의 축 방향 힘으로 인한 시가변적(time-varying) 

베어링 반력과 회전 정렬오차(angular misalignment)로 인한 물림 위치 

변경에 기인하는 왕복 가진(shuttling excitation)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중 기어 전달오차가 가장 주요한 가진원으로 알려져 있다[15]. 

따라서 기어 전달오차의 피크-피크 크기(peak-to-peak transmission 

error)를 감소시킴으로써 화인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화인 소음을 예측하고 저감하기 위해 로터리 엔코더, 가속도계 등을 

이용하여 전달오차를 계측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16-31]. 이러한 화인 소음은 기어가 

맞물리면서 맞물림 힘이 변동됨으로 인해 주기적 가진이 발생하고, 그 

가진이 기어 블랭크(blank), 축 및 베어링을 거쳐 하우징을 매개로 

방사된다. 기어박스의 화인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i) 기어 제원 

최적화 및 치형 수정을 통해 가진원인 기어 전달오차를 감소시키거나 

가진력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안[32-34], ii) 가진력이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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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path)에 감쇠 요소 또는 차음재 등을 설치하여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안[35], iii) 가진력이 전달되는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함으로써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안[36, 37] 등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가진력의 전달 경로 중 하나인 기어 블랭크에 

이종복합소재를 적용함으로써 하우징으로 전달되는 가진력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최근 항공 및 자동차 분야에서는 기어와 하우징을 비롯한 

기계요소에 복합소재(composite material)를 적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38, 39]. 복합소재는 기존의 금속 재료에 비해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보장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발생한 진동을 감쇠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체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15]. 특히, 항공 분야에서 핵심부품 경량화를 통한 연비 향상 및 

탑재하중(payload) 증가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38-44]. 

복합소재는 적층 방식, 재료 구성에 따른 물성, 접착제와의 상호작용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진동·소음과 경량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강철 기어와 동일한 제원을 가졌으나, 기어 블랭크가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이종복합소재 기어에 대해 가속도계와 엔코더를 

이용하여 축의 전달오차를 계측 및 비교함으로써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동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이종복합소재 기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경량화와 내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진동·소음 성능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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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1.2.1 기어 전달오차 계측 방법 
 

기어 전달오차를 계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무부하, 저속 조건에서 기어의 전달오차를 

계측하였으나, 현재는 실제 작동 조건인 부하, 고속 조건에서 계측하고 

있으며, 대부분 로터리 엔코더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였다.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축 전달오차를 계측하기 위한 시험 

장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찰하였다. 

Smith는 기어 전달오차가 기어 소음의 주된 가진원임을 

언급하였으며[16] 일련의 연구를 통해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기어 

전달오차 계측 장비를 제작하여 최고 속도 5.8 rpm 및 무부하 상태에서 

기어의 정적 전달오차(gear static unloaded transmission error)를 

계측하였다[17, 18]. 그는 기어 전달오차를 시간 영역에서 하나의 

기어로부터 여러 사이클에 대한 기어 전달오차의 평균값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하모닉 성분이 주된 가진원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두 영역에서 기어 전달오차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assett과 Rédmond는 각자의 연구에서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부하 상태의 기어 정적 전달오차 계측 장비를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Bassett은 부하로 인해 로터리 엔코더가 변형되어 계측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로터리 엔코더를 

하판(base plate)에 장착하여 접지(ground) 조건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9]. Rédmond와 Play는 앞선 연구들을 발전시켜 

기어 전달오차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로터리 엔코더는 가속도계 기반 

시스템 사용 시 문제가 되는 안티앨리어싱(anti-aliasing)을 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며, 당시 컴퓨터 성능의 한계로 인해 

로터리 엔코더의 정확도와 주파수 사이의 반비례(trade-off)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확도와 주파수를 동시에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20]. 하지만 컴퓨터 기술 발전과 함께 안티앨리어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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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와 주파수 사이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앞선 연구 사례들은 

모두 기어의 정적 전달오차에 대한 연구로서, 기어의 회전속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Munro는 3,000 rpm 이하의 회전속도에서 회전속도에 의한 기어 

전달오차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차량의 실제 

작동 조건하의 성능을 정량화하기 위해 기어 동적 전달오차(gear 

dynamic transmission error)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21].  Gregory는 

광학적 방법으로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장비를 

구축하였다[22]. 하지만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어에 대한 신호를 수집해야 하므로 광학적인 

방법으로는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Tordion은 1축 가속도계를 기어의 접선(tangential) 방향으로 

장착하여 가속도 데이터를 얻고, 그로부터 기어 전달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23]. 그 후 Houser는 가속도계 및 로터리 엔코더를 

기반으로 한 4가지 장비로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고 각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고속 작동 조건에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24]. Kahraman은 

가속도계 기반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어의 물림률(contact ratio), 

이끝 치형수정(tip relief) 등이 기어 동적 전달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25, 26]. 

Croasmun은 정밀한 로터리 엔코더일수록 낮은 속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속도계에서 계측한 데이터는 저속일수록 노이즈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속에서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저속에서는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가속도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두 방법으로 계측한 기어 전달오차가 저속에서 

고속 회전으로 넘어갈 때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해당 회전 속도의 전달오차를 비교하였다[27]. 2년 후 Kubur는 다단 

헬리컬 기어에 대한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 해석 모델을 만들어 

기어 전달오차를 계산하고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는 Croasmu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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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고속 회전 조건(500 ~ 4,000 rpm)에서는 가속도계를 

사용하고, 저속 회전 조건(0 ~ 600 rpm)에서는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여 기어 전달오차를 계측하였다[28]. 

이후 Heskamp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1축 가속도계로부터 

기어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 DAQ)과 해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29], Kang은 이를 

바탕으로 3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의 축을 대상으로 수평 

방향 운동(transverse motion), 축 방향 운동(axial motion), 요동 

운동(rocking motion)을 측정하고[30] 이어진 연구에서 더블 헬리컬 

기어에 대한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였다[30].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같이 가속도계와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기어 전달오차를 계측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연구 사례들은 

모두 기어와 축이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기어의 

전달오차를 계측하였다. 이를테면 가속도계를 사용할 경우 가속도가 

체결되는 플랜지(flange)와 기어 블랭크를 볼트로 체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복합소재 블랭크에 의해 감소되는 진동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플랜지를 볼트 체결 없이 축에 

억지끼움한 상태로 계측하는 축의 전달오차(shaft transmission error)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소재가 기어의 

진동·소음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구명하였다. 

 

1.2.2 이종복합소재 기어 
 

기어에 대한 복합소재의 적용은 경량화가 필수적인 항공 분야에서 

가장 먼저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동력전달계의 경량화를 위해 

얇은 림 기어(thin-rimmed gear)를 사용하거나 블랭크에 구멍을 뚫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변경안들은 기어 형상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기계적 가진 및 하모닉 성분의 발생, 물림 강성 및 정적 

전달오차의 증가, 응력 집중, 저하된 부하 용량, 변형량 증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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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진동·소음 성능이나 내구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료로 기어를 제작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15]. 대표적으로 강철 

재료와 함께 알루미늄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바이메탈릭 기어(bimetallic gear), 강철 재료와 함께 고분자 복합소재를 

사용하는 이종복합소재 기어(hybrid metal-composite gear)가 

연구되고 있다. Karpat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어 블랭크의 소재를 탄소 

섬유 강화 (carbon fiber-reinforced) 고분자 소재로 대체한 

이종복합소재 기어와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대체한 바이메탈릭 기어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해석함으로써 내구 및 진동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응력, 강성, 무게 측면에서 바이메탈릭 기어보다는 이종복합소재 기어가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40]. 

Treviso는 다양한 복합소재가 갖는 진동 감쇠 측면에서의 강점을 

정리하였으며, 탄소 섬유 강화 고분자 소재가 고분자 매트릭스(polymer 

matrix) 특유의 점탄성으로 인해 높은 감쇠 성능(damping capacity)을 

가지기 때문에 진동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였다[41]. 

따라서 제 1의 목적이었던 경량화 외에도 잠재적인 진동 저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주목받아 함께 연구되고 있다. NASA의 Handscuh는 

비행체용 기어에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내구성 및 동력 밀도 외에도 진동·소음 성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그는 정밀도가 높은 항공용 기어에 대해 강철 기어와 

이종복합소재 기어 샘플을 제작하여 가속도 응답 및 음압 레벨을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10,000 rpm 내외의 고속 회전 시 

이종복합소재의 감쇠 성능으로 인해 진동의 크기와 음압 레벨이 

감소하였으나, 때로는 강철 기어끼리 물릴 때 가장 진동·소음이 작게 

나타나기도 하는 등 하중 조건과 기어 조합마다 가속도 응답과 음압 

레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42, 43]. 이 연구의 경우 이종복합소재 

적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단순히 하우징에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피로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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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험 장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터의 진동이나 슬레이브 

기어(slave gear)의 기어 물림 주파수(gear mesh frequency)와 그 

하모닉 성분으로 인한 가진 등 외란의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Catera는 FE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경량화된 강철 기어와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기어 정적 전달오차를 비교하였으며, 해석 시 

접착제를 고려하여 이종 접합부의 전단에 대한 비선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기어 정적 전달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강철 기어에 비해 진동·소음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4]. 하지만 이 연구는 기어의 정적 

전달오차에 한해 해석하는데 그쳐, 시험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최근 NASA와 Boeing, Bell 등 항공기 제조사들이 공동으로 

헬리콥터, 수직이착륙기(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TOL) 등 

비행체에 대해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적용하기 위한 개념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Morales는 헬리콥터 동력전달계의 기어 블랭크를 

복합소재로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개념 설계안을 만들고 FE 해석을 통해 

이종 접착면의 내구성과 경량화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선정한 뒤 해당 

모델 및 해석 방법을 보완할 방안을 제안하였다[38]. Darmstadt는 기존 

헬리콥터용 동력전달계의 유성기어열, 프로펠러 동력전달계(prop-rotor 

transmission), 블레이드, 로터 축 등 총 16개 시스템에 대해 축과 

기어 블랭크를 복합소재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제시한 설계안으로 최대 12%의 경량화를 이룰 수 

있으며 향후 더욱 큰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스플라인, 열에 

의한 효과, 결함 인지 등 여러 측면에서 적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39]. 

이처럼 현재까지는 주로 항공 분야에서 동력전달계의 경량화를 

목적으로 이종복합소재 기어가 연구되어 왔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차량용 기어의 경우 진동·소음 성능의 개선을 시험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기어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용 시험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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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동적 조건에서 이종복합소재 기어 사용으로 인한 축 전달오차 

변화를 시험적으로 구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사례는 아직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점으로 이종복합소재 기어가 트랙터를 비롯한 차량의 

진동·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기어 진동·소음 저감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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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속도계와 로터리 엔코더를 기반으로 한 축 

전달오차 계측 장비를 구축하고, 기존 강철 기어 대비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진동·소음 성능 개선을 시험적으로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축 가속도계와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축 전달오차 시험 장비 

및 계측 시스템 구축 

 

2)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한 정적 전달오차 계측 시험 및 가속도계를 

사용한 동적 전달오차 계측 시험 수행 

 

3) 기존 강철 기어쌍 대비 이종복합소재 기어 적용에 따른 축 

전달오차 특성 비교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4) 가속도계와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계측한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동적 축 전달오차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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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어의 전달오차와 축 전달오차 
 

 

2.1 서 론 
 

본 장에서는 전달오차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계측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먼저 기어의 전달오차가 어떠한 개념인지 정의하고,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 후, 본 연구에서 

기존 전달오차의 계측이 불가능함을 바탕으로 축의 전달오차의 필요성과 

함께 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적 및 동적 전달오차의 

계측 방법과 계산 알고리즘을 설명할 것이다. 

 

2.2 전달오차 
 

2.2.1 기어의 전달오차 
 

기어의 전달오차(gear transmission error, TE)는 기어쌍의 

속도비에 따른 출력 기어의 이상적인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상적인 위치’는 외부 하중이 없는 상황에서 제작 오차와 

치형 수정이 없는 완벽한 인볼루트 치형을 가진 기어쌍의 물림으로부터 

기대되는 변위를 말한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기어쌍의 거동을 공액 

운동(conjugate action)이라고 하며, 이때 두 기어가 모든 물림 

위치에서 일정한 각속도비를 유지하며 운동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에서 인볼루트 치형을 갖는 기어가 만족하는 기구학적 조건을 기어 

법칙(gearing law)이라고 하며 수학적 정의는 식 2.1과 같다 (Figure 

1). 

 

 
𝜃𝑤(𝑡)

𝜃𝑝(𝑡)
=

𝑟𝑝

𝑟𝑤
  ⇔   𝜃𝑤(𝑡) 𝑟𝑤 − 𝜃𝑝(𝑡) 𝑟𝑝 =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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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deal motion of a gear pair satisfying the gearing law 

 

(b) Revolutions of input and output shaft in ideal condition 

Figure 1 Diagrams describing the gearing law. 

 

여기서,  𝜃 는 각변위(rad), 𝑡 는 시간(sec), 𝑟 은 기어의 반경(mm), 

아래 첨자 𝑤 와  𝑝 는 각각 기어쌍의 휠(wheel)과 피니언(pinion)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어가 실제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이상적인 상황이 갖춰지지 않는다. 먼저 기어의 가공 시 완벽한 치형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어의 창성 과정에서 

원하는 만큼 정밀하게 표면이 형성되지 못하거나 열처리 과정에서 기어 

블랭크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치면의 하중 분포 개선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치형수정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완벽한 

인볼루트 치형에 수정을 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치형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한편 실제 작동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어끼리 

물리는 것이 아닌 축, 베어링, 스플라인, 하우징 등 다른 요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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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하며 거동한다. 이때 시스템의 조립오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 작동 조건의 하중을 고려하면 축의 정렬 오차나 기어의 

변형(맞물림 힘으로 인한 기어 이의 굽힘, 기어 블랭크의 변형, 접촉 

응력으로 인한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식 2.1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Figure 2와 같이 기어 전달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𝜃𝑤

′ (𝑡) = 𝜃𝑤(𝑡) − 𝛥𝜃𝑤(𝑡) 

𝜃𝑤
′ (𝑡)𝑟𝑤  − 𝜃𝑝(𝑡)𝑟𝑝 ≠  0  ⇒   𝑇𝐸(𝑡) = 𝜃𝑤

′ (𝑡)𝑟𝑤 − 𝜃𝑝(𝑡)𝑟𝑝 
(2.2) 

 

  

(a) Actual motion of a gear pair with transmission error 

 

(b) Revolutions of shafts in actual operating condition 

and derivation of the transmission error 

Figure 2 Diagrams describing the concept of gear transmission error. 

 

특히, 시간에 따라 하중 혹은 속도가 변화하는 동적 조건에서는 

기어의 동적 전달오차(dynamic transmission error, DTE)가 정의된다. 

동적 전달오차의 비선형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기어의 물림 주파수에 

상응하는 회전속도에서 전달오차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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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적 전달오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 후술하도록 하겠다. 

기어의 전달오차는 기어의 한 바퀴 회전에 걸쳐 나타나는 장파동 

(long wave) 성분과 치 하나의 물림이 시작될 때부터 물림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는 단파동(short wave) 성분이 합성되어 나타난다. 

장파동 성분은 주로 저주파 영역에 해당하는 기어의 회전 주파수와 그 

하모닉 성분으로 나타나며, 단파동 성분은 기어 회전 속도에 잇수를 

곱하여 계산되는 기어 물림 주파수와 그 하모닉 성분으로 구성되어 

고주파 영역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에 해당하는 단파동 

성분은 운전자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기어 및 진동·소음 연구자들의 주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 

장파동 성분은 기어 제작 정밀도와 관련이 있으며 기어 반경 방향의 

런아웃 오차(run-out error)가 전달오차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42]. Figure 3에서 잇수가 31개인 어떤 피니언의 한 바퀴 회전에 

따른 장파동과 단파동 성분, 그리고 두 성분이 합성되어 나타나는 

전달오차 신호(total signal)를 확인할 수 있다. 장파동은 피니언의 

회전에 걸쳐 전반적인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단파동은 피니언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피니언의 잇수와 같은 31회만큼 나타났다. 계측 

방법과 더불어 장파동과 단파동을 검출하는 방법, 전달오차를 계산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 후술하도록 하겠다. 

 

 

Figure 3 Measured transmission error composed of long and shor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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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축의 전달오차 
 

기어의 전달오차로 인해 기어는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지 못하는데, 

이는 곧 기어의 맞물림에서 비틀림 진동(torsional vibration)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어의 이에서 발생하는 전달오차를 

가진원(source)으로 보면, 진동의 실질적인 피전달자(receiver)인 

하우징으로 가진력이 전달되기까지 기어 블랭크, 축, 베어링을 거치게 

된다. 이때 각 요소를 거칠 때마다 강성과 감쇠계수 등 동적 특성으로 

인해 전달되는 가진력이 변화된다. 기존 강철 기어의 경우, 기어의 동적 

전달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축과 기어의 회전속도가 동일하도록 기어 

블랭크와 가속도계가 장착되는 축 플랜지(flange)부를 볼트로 체결하고 

Figure 4(a)와 같이 축의 접선 방향으로 가속도계를 장착하였다[29]. 

 

 

(a) Shaft flange mounted by bolt 

fastening on the gear body 

 

(b) Shaft flange mounted by press fit on 

the shaft 

Figure 4 Shaft flange mounting methods. 

 

본 연구에서는 강철 기어 뿐만 아니라, 기어 블랭크를 복합소재로 

대체한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즉, 

복합소재 블랭크의 감쇠 효과(Figure 5)를 확인하는 것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기어 블랭크와 플랜지부를 볼트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Figure 4 

(b)와 같이 플랜지를 축에 압입하여 장착한 채로 가속도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기어의 전달오차를 직접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 전달오차(shaft transmission err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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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함으로써 기존 강철 기어 대비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전달오차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ure 5 Damping effect of composite web (exaggerated). 

 

로터리 엔코더는 앞서 연구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저속에서 기어의 

전달오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계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0]. 

로터리 엔코더는 Figure 6과 같이 축의 끝단에 장착되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기어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데에 사용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축의 전달오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계측 위치로 보았을 

때, 기존 연구에서도 로터리 엔코더는 기어와 가까운 위치에서 데이터를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 끝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로터리 엔코더는 

기어의 전달오차를 계측하기보다는 축의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같이 로터리 엔코더를 통해 

구한 두 축의 회전 각변위 데이터로부터 축의 전달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앞으로 언급하는 축의 전달오차를 전달오차로 줄여 

부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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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otary encoder mounted on the end of shaft. 

 

 

2.3 전달오차 계측 방법 
 

2.3.1 정적 전달오차 계측 방법 및 알고리즘 
 

정적 전달오차(static transmission error, STE)란 충분히 낮은 

속도 (통상적으로 10 ~ 100 rpm)로 회전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달오차로[45], 고속 회전 시 나타날 수 있는 기어시스템의 동적 

효과(dynamic effect)가 배제된 전달오차이다. 

정적 전달오차는 로터리 엔코더로부터 계측된 입력 및 출력 축의 

회전 속도로부터 계산된다. 엔코더에서 계측된 시간에 따른 각 축의 

회전 속도 데이터 �̇�𝑝 와 �̇�𝑤 가 데이터수집장치(DAQ)에 의해 컴퓨터로 

전송된 후 식 2.3과 같이한 차례 적분을 통해 각변위로 계산된다. 

 

 𝜃𝑝 = ∫ �̇�𝑝 𝑑𝑡  ,    𝜃𝑤 = ∫ �̇�𝑤 𝑑𝑡 (2.3) 

 

식 2.4와 같이, 한 축(이를 테면 입력축)에서 계측된 각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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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비를 곱한 값과 다른 축(이를 테면 출력축)에서 계측된 각변위의 

차를 구함으로써 각변위 단위의 장파동과 단파동 성분이 합성된 상태의 

정적 전달오차 신호(total signal)를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각 

각변위 값에 기초원 반경을 곱한 값의 차를 이용하여 변위 단위의 정적 

전달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𝑆𝑇𝐸 = 𝜃𝑝 −

𝑍𝑝

𝑍𝑤
𝜃𝑤             (in terms of angle) 

𝑆𝑇𝐸 = 𝜃𝑝𝑟𝑏,𝑝 − 𝜃𝑤𝑟𝑏,𝑤    (in terms of displacement) 

(2.4) 

 

이 때 𝑍  는 잇수, 아래첨자 𝑝 와 𝑤 는 각각 피니언과 휠을, 𝑟𝑏 는 

기초원 반경을 의미한다. 

한 기어쌍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정적 전달오차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어쌍을 최소한 피니언과 휠의 잇수의 최소공배수만큼 

회전시킴으로써 모든 치면이 적어도 한 번씩 맞물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취한 뒤 평균을 취해야 한다[46]. 예를 들어 본 시험에 사용된 

기어쌍과 같이 피니언의 잇수가 31개, 휠의 잇수가 51개인 기어쌍의 

정적 전달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니언이 최소 51회 회전할 동안 

데이터를 계측해야 하며, 이로부터 한 피니언이 1회 회전할 때마다 

나타난 정적 전달오차를 Figure 7(a)와 같이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피니언이 한 바퀴씩 회전함에 따라 51개의 합성된 정적 전달오차 

신호를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신호는 31개의 단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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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 per pinion revolution and wheel tooth number in 3D 

 

 

(b) TE per pinion revolution and wheel tooth number in 2D 

Figure 7 Static transmission error (total signals) in terms of each revolution 

of the pinion. 

 

51개의 합성된 정적 전달오차 신호에 대해 산술평균을 취하면 아래 

Figure 8과 같이 51회의 모든 회전을 고려한, 평균된 합성 전달오차 

신호(total signal)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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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veraged total signal of static transmission error. 

 

그리고 평균된 정적 전달오차 신호에 저역 통과 필터링(low-pass 

filtering)과 고역 통과 필터링(high-pass filtering)을 수행하면 Figure 

9와 같이 각각 장파동과 단파동 성분을 추출해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저역 통과 필터를 통해 장파동을 먼저 추출하고, 기존 합성 

신호로부터 장파동 데이터를 빼주어도 단파동 데이터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차수(cut-off order)는 일반적으로 기어 

물림의 1/3으로 설정함으로써 기어 물림을 포함한 고주파 성분을 합성 

신호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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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veraged total signal of static transmission error composed of long 

and short wave. 

 

앞서 언급하였던 것과 같이 장파동과 단파동 중 기어의 진동·소음 

성능과 관련이 깊은 것은 단파동 성분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어쌍의 진동·소음 특성을 대변하기 위한 전달오차를 도출하기 위해 

피니언의 잇수만큼 나타나는 단파동을 Figure 10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낱개로 나누고 Figure 11과 같은 평균 단파동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 

평균 단파동에서 나타나는 전달오차의 최댓값으로부터 최솟값을 뺀 

양진폭(peak-to-peak amplitude)을 일반적으로 PPTE(peak-to-

peak transmission error)라고 칭한다. PPTE는 화인소음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어박스 진동·소음의 척도로 

사용된다[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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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pping procedure of the short wave per each pinion tooth pitch 

(b) Chopped short waves per each pinion tooth pitch 
 

Figure 10 Chopping procedure for averaging the short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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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veraged short wave per each tooth pitch to calculate PPTE. 

 

전체적인 정적 전달오차 도출 과정을 아래 Figure 1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먼저 각 로터리 엔코더에서 취한 각속도 값들을 한 

차례 적분하여 각변위로 만들고, 한 각변위에 기어비를 곱한 값에서 

실제 계측된 다른 각변위를 빼주면 정적 전달오차의 합성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상대 기어의 잇수(본 사례에서는 휠의 잇수인 51개)만큼 

취득한 합성 신호를 산술평균함으로써 평균된 합성 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저역 통과 필터링와 고역 통과 필터링을 통해 각각 장파동과 

단파동 성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 이 중 기어의 잇수(본 사례에서는 

피니언의 잇수인 31개)만큼 나타난 단파동들의 산술평균을 취하여 주면 

하나의 평균된 단파동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 평균된 단파동이 해당 

기어를 대변하는 정적 전달오차에 해당하며, 평균된 단파동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로 PPTE가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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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Data processing procedure of static transmission error and 

derivation of PP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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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취할 수 있다. 평균된 합성 전달오차 

신호(Figure 8)에 FFT를 취하면 Figure 13(a)와 같이 축 회전에 따른 

오더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니언 잇수에 대한 차수에서 

나타나는 기어 물림 주파수(gear mesh frequency, GMF)에 의한 

전달오차와 더불어 모터 토크 리플(torque ripple), 축 오정렬 (shaft 

misalignment), 베어링 지지 등 다른 성분으로 인한 비틀림 방향 

진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류 모터의 경우 정류자 

편(commutator)의 수에 해당하는 오더 성분이 나타난 사례가 

있으며[49], 축 오정렬이 과도한 경우에는 기어 물림 오더에서의 

응답보다 그 하모닉 성분에서의 응답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50]. 

한편 평균된 단파동 신호(Figure 11)에 FFT를 취하면 Figure 13(b)와 

같이 기어 물림 차수, 즉 GMF와 그 하모닉 성분들을 기준으로 

전달오차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어 물림 주파수와 그 

하모닉 성분들이 전달오차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6 

 

 

 

(a) Pinion revolution order 

 

(b) Tooth meshing order 

Figure 13 Transmission error in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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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동적 전달오차 계측 방법 및 알고리즘 
 

동적 전달오차의 기본적인 계측 방법은 정적 전달오차와 동일하다. 

다만 동적 전달오차는 가속도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분을 한 차례 수행하는 정적 전달오차와는 달리 축, 혹은 기어의 

회전수를 계산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적분을 포함한다.  

Figure 4와 같이 한 축 당 서로 다른 방향으로 두 개의 가속도계를 

장착하고 접선 방향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식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가속도계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는 중력가속도 성분을 

내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축에서 가속도계를 반대로 장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가속도 데이터에 내재된 중력가속도 성분의 절댓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𝑎𝑝1,𝑡𝑎𝑛(𝑡) = 𝜌𝑝�̈�𝑝(𝑡) + 𝑔 sin �̇�𝑝𝑡 

𝑎𝑝2,𝑡𝑎𝑛(𝑡) = 𝜌𝑝�̈�𝑝(𝑡) − 𝑔 sin �̇�𝑝𝑡 

𝑎𝑤1,𝑡𝑎𝑛(𝑡) = 𝜌𝑤�̈�𝑤(𝑡) + 𝑔 sin �̇�𝑤𝑡 

𝑎𝑤2,𝑡𝑎𝑛(𝑡) = 𝜌𝑤�̈�𝑤(𝑡) − 𝑔 sin �̇�𝑤𝑡 

(2.5) 

 

여기서, 𝑎𝑡𝑎𝑛  은 축의 접선 방향 가속도(mm/s2), 𝜌 는 가속도계 

장착 반경(mm), �̈� 는 축의 회전 각가속도(rad/s2), 𝑔 는 

중력가속도(mm/s2), �̇� 는 축의 회전 속도(rad/s), 𝑡 는 시간(sec)을 

의미한다. 

실제 계측된 가속도를 살펴보면 Figure 14와 같이 각각의 가속도 

성분이 사인파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기어에 

반대 방향으로 장착된 가속도계에서는 계측값의 위상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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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leration at pinion accelerometer 

 

(b) Acceleration at wheel accelerometer 

Figure 14 Raw acceleration data measured at each accelerometer.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장착한 가속도계의 가속도 데이터를 

더함으로써 중력가속도 성분을 제거하고 식 2.6과 같이 각 축의 

각가속도 성분만이 포함된 가속도 𝑎𝑝(𝑡) 와 𝑎𝑤(𝑡)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식 2.7과 같이 𝑎𝑝(𝑡)  와 𝑎𝑤(𝑡)  의 차로부터 가속도 단위의 

동적 전달오차를 구할 수 있다. 

 

 

 

𝑎𝑝(𝑡) =
𝑟𝑏,𝑝

2𝜌𝑝
 (𝑎𝑝1,𝑡𝑎𝑛(𝑡) + 𝑎𝑝2,𝑡𝑎𝑛(𝑡)) = �̈�𝑝(𝑡)𝑟𝑏,𝑝 

𝑎𝑤(𝑡) =
𝑟𝑏,𝑤

2𝜌𝑤
(𝑎𝑤1,𝑡𝑎𝑛(𝑡) + 𝑎𝑤2,𝑡𝑎𝑛(𝑡)) = �̈�𝑤(𝑡)𝑟𝑏,𝑤 

(2.6) 

 𝐷𝑇𝐸𝐴𝐶𝐶(𝑡) = 𝑎𝑝(𝑡) − 𝑎𝑤(𝑡)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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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FFT를 취해주면 Figure 15와 같이 시간 영역의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 신호를 주파수 영역 상에서 표현할 수 있으며, 동적 

전달오차가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5는 입력축 회전 속도 5,000 rpm에서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를 계측한 

예시로, GMF에 해당하는 2,583 Hz 부근 (5,000 / 60 × 31 = 2,583 

Hz)에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2차, 3차 하모닉 

주파수에 대한 응답 또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F와 하모닉 성분의 가속도 전달오차를 식 2.8을 통해 변위 

단위로 변환하고, 이들의 제곱합의 제곱근(벡터 합, vector sum)을 

구하면 식 2.9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위 단위 전달오차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𝐷𝑇𝐸𝐴𝐶𝐶 와 𝐷𝑇𝐸 는 모두 RMS(root-mean-square)로 

나타내었다. 

 

 𝐷𝑇𝐸|𝑓=𝑛𝑓𝑚
 = ∬ 𝐷𝑇𝐸𝐴𝐶𝐶|𝑓=𝑛𝑓𝑚

𝑑𝑡 =
𝐷𝑇𝐸𝐴𝐶𝐶|𝑓=𝑛𝑓𝑚

(2𝜋𝜔𝑛𝑓𝑚
)

2  (2.8) 

 𝐷𝑇𝐸 = √∑(𝐷𝑇𝐸|𝑓=𝑛𝑓𝑚
)

2
𝑁

𝑛=1

 (2.9) 

 

이 때 𝑓 는 주파수(Hz), 𝑛 은 하모닉 차수, 𝑁 은 계산에 고려할 총 

하모닉 차수,  𝑓𝑚  은 GMF (Hz), 𝜔𝑛𝑓𝑚
 은 GMF에 대한 𝑛 차 하모닉 

주파수(rad/s)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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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DTE acceleration amplitude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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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lowchart of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calculation 

procedure. 

 

정리하자면 Figure 16의 과정에 따라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다. 접선방향 가속도 데이터로부터 정적 전달오차 계산 과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속도 단위 동적 전달오차 신호를 계산하지만, 그 이후 

FFT를 취하는 과정부터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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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오차를 구할 때 고역 통과 필터링과 산술평균을 통해 하나의 평균된 

단파동을 구하는 것과 등가이며, 결과적으로 두 방법을 통해 얻은 

전달오차는 동일한 값이 된다.  

동적 전달오차는 동적 효과(dynamic effect)에 의한 기어 시스템의 

거동을 포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회전 속도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회전 속도에서 전달오차를 계측한 뒤 회전 속도를 

일정량 증가 혹은 감소시킨 뒤 전달오차를 계측하는 것을 반복하는 

정상상태 조건(steady state condition)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회전 

속도에서 가속도 데이터를 계측한 후 앞서 소개한 과정에 따라 

전달오차를 구하여 그래프에 도시하면 Figure 17와 같은 정상상태 동적 

응답(steady state dynamic response)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축의 회전 속도에 따른 전달오차의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로, 회전 

속도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전달오차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는 동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적 전달오차와 마찬가지로 주파수 영역에서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푸리에 변환을 취할 수 있다.  

 

 

Figure 17 An example of steady state dynamic transmission erro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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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전속도를 일정한 속도 변화율로 증가 및 감소시키며 가속도 

데이터를 계측하는 스윕 시험(sweep test)으로도 동적 전달오차를 

표현할 수 있다. 스윕 시험은 기어 시스템의 동적 응답으로부터 

고유진동수, 기어 물림 오더 성분, 동적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흔히 

수행되는 시험이다. 스윕 시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 회전 

주파수, 관심 응답(가속도, 음압 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컬러맵(color map, Figure 18) 혹은 워터폴 플롯(waterfall plot)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전달오차 계측에 사용되는 가속도( 𝑎𝑝1,𝑡𝑎𝑛 ), 

해당 가속도 값들로부터 계산된 가속도 단위의 전달오차( 𝐷𝑇𝐸𝐴𝐶𝐶 )로 

컬러맵을 도시하여 기어 물림에 의한 전달오차 성분 이외에 중력가속도, 

외부 공진 등의 영향이 정상적으로 상쇄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 때 

가속도 단위의 전달오차는 정상상태 시험과 동일한 Figure 16의 동적 

전달오차(변위 단위) 계산 과정 중에 얻을 수 있으며,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과 하모닉 성분들의 오더컷(order cut)을 구하고 각각 이중적분하여 

그들의 벡터 합을 구하면 정상상태 시험 결과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개념의 속도 – 전달오차 선도를 구할 수 있다. 

 

 

Figure 18 An example of color map from the swee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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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어 시스템의 전달오차 시험장치 구성 
 

3.1 강철 기어와 이종복합소재 기어 
 

전달오차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트랙터에 사용되는 동력전달용 

기어쌍을 모사하여 강철 기어와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제작하였다. 

시험은 강철 피니언 – 강철 휠(Figure 19)과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조합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피니언의 경우 피니언의 

블랭크에서 이종복합소재를 적용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휠에 대해서만 이종복합소재를 적용하였다. 강철 휠의 경우 얇은 림에 

8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경우 림 없이 독립적으로 제작된 기어 허브, 치형 부와 그 사이에 

복합소재를 채워 넣은 댐퍼 부로 구성되었다 (Figure 20). 

 

 

Figure 19 Steel pinion and steel gear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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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Steel wheel and hybrid composite wheel. 

 

 댐퍼 부를 구성하는 복합소재는 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의 일종으로, 무작위로 배열된(randomly oriented) 

아라미드 단섬유(40%), 섬유를 지지해주는 지지체(matrix)의 역할을 

수행하는 페놀 수지(50%), 아라미드 섬유를 부가적으로 엮어주는 

아라미드 펄프(10%)가 분산 및 혼합되어 제작되었다[51].  

피니언 및 기어의 기본적인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 Table 3에 각 

기어에 적용된 치형 수정량을 정리하였다. 또한 Table 3에 기어의 

재료인 강철과 복합재료의 기계적 물성을 제시하였다. 

Table 1 Geometry of the target gearset. 

Parameter Pinion Gear 

Module, mm 1.6937 

Pressure angle, deg 19.5 

Helix angle, deg 31 

Number of teeth 31 51 

Face width, mm 25 24 

Gear ratio 1.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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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crogeometry modification applied to the gearset. 

Direction Parameter Pinion Gear 

Profile 

Barrelling, μm 2 

Evaluation limit 
From SAP* to mid-point of 

HPSTC** and EAP*** 

Lead 

Crowning, μm 2 

Evaluation limit 15 – 85 % of facewidth 

* SAP: Start of active profile 

** HPSTC: Highest point of single tooth contact 

*** EAP: End of active profile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of gear[51]. 

Parameter Steel Composite 

E, GPa 200 5 

ν 0.3 0.38 

ρ, g/cm3 7.7 1.7 

Tensile strength, MPa 80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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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테스트베드 및 장비 구성 
 

시험 장비는 크게 모터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 기어박스, 

토크미터, 각 축을 연결시켜주는 커플링 및 어댑터류, 단축 가속도계와 

슬립링, 로터리 엔코더, 타코미터,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data 

acquisition system, DAQ)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터 다이나모미터는 기어 시스템의 회전 속도와 부하를 인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입력 모터와 출력 모터는 커플링을 통해 각 축과 

연결되어 입력 축의 회전 속도와 출력 축의 부하 토크를 인가하며, 이 

때 인버터를 통해 각 모터의 회전 속도와 부하 토크가 제어된다. 본 

시험에 사용된 모터와 인버터의 제원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pecification of motor and inverter. 

 Parameter Specification 

Motor 

HQLa 132 P 

Motor type AC Induction 

Nominal speed, rpm 2,200 

Nominal power, kW 51.5 

Nominal torque, Nm 224 

Max mechanical speed, rpm 8,000 

Max bearing speed, rpm 6,700 

Inverter 
Nominal rating at normal duty, kW 75 

Nominal rating at heavy duty, kW 55 

 

 

본 시험에 사용된 커플링은 탄성 커플링(elastomer coupling)으로, 

연결될 축의 정렬오차(misalignment)를 보정해줄 뿐만 아니라, 고무의 

탄성을 가진 플라스틱인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로 

구성된 탄성체 인서트를 통해 구성 요소 간 진동의 전달을 절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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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달오차 계측 시 모터에서 발생하는 측방향 변동 

하중(lateral variable load) 및 토크 리플(torque ripple) 등 외부 

가진이 시험 대상 기어쌍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25]. 

로터리 엔코더는 정적 전달오차를 도출하기 위한 축의 회전 속도를 

계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터리 엔코더는 디지털 

엔코더인 ERN 120이다. 디지털 엔코더는 아날로그 엔코더에 비해 

정밀도가 다소 떨어지나, 디지털 엔코더로도 정확한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져 있다[47, 52, 53]. 특히 

Palermo는 ERN 120과 아날로그 방식 엔코더를 통해 계측한 정적 

전달오차를 비교함으로써 ERN 120을 이용해 정적 전달오차를 충분히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47]. 

그 외 동적 전달오차 계측을 위한 단축 가속도계와 슬립링, 토크 

부하와 회전 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토크미터 및 타코미터의 제원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정적 전달오차 계측에는 로터리 엔코더 신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ROTEC사의 DAQ인 RASdeltaFE08와 기어 전달오차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인 ROTEC V7.5를 사용하였으며, 동적 전달오차 계측을 위한 

가속도계 신호 수집 및 분석, 타코미터 데이터 수집은 SIEMENS사의 

DAQ인 SCADAS Mobile과 진동·소음 전용 CAT(computer aided 

testing) 소프트웨어인 Simcenter Testlab을 사용하였다. 또한 

토크미터 데이터는 DEWE사의 범용 DAQ인 DEWE-43A와 범용 CAT 

소프트웨어인 DEWESoft X3를 사용하였다. Figure 21과 Figure 22는 

전체적인 시험 장비 구성 및 신호 처리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Figure 23에 실제 시험 장치 구성 사진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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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cification of sensors for the transmission error test. 

 Model Specification 

Digital 

encoder 
ERN 120 

Incremental signals: TTL Quadrature 

Angular divisions: 5,000 

Mechanical permissible speed: 

6,000 rpm (Input shaft), 

4,000 rpm (Output shaft) 

Accelerometer 353B18 

Sensitivity: 10 mV/g 

Frequency range: 1 to 10,000 Hz 

Torquemeter 
HBM 

T22/1kNm 

Nominal torque: 1 kNm 

Nominal speed: 20,000 rpm 

Output signal: ±5 V and 10±8 mA 

Rotation 

detector 
MP981 

Detection method: Hall element 

Measurement range: 1 to 20,000 rpm 

Slip ring SR10M/E60 
Circuits: 10 

Maximum peak noise: 0.1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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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rig for measuring static transmission error 

 

(b) Test rig for measuring dynamic transmission error 

 

Figure 21 3D model of overall tes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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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rig for measuring static transmission error 

 

 

(b) Test rig for measuring dynamic transmission error 

 

Figure 22 Schematic layout of STE and DTE tes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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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rig for measuring static transmission error 

 

 

(b) Test rig for measuring dynamic transmission error 

 

 

(c) Slip ring mounted at the end of shaft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test rig 

 

Figure 23 Actual layout of STE and DTE test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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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달오차 시험 조건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성능 특성에 근거하여 정적 및 동적 전달오차 

시험 조건을 수립하였다. 

정적 전달오차의 경우 준정적(quasi-static) 조건을 만족시키는 

작은 속도인 30 rpm (입력축 기준) 상에서 부하 토크를 변화시키며 

데이터를 계측하였다[48]. 시험에 사용된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최대 

정격 토크가 225 Nm 이므로 토크가 큰 출력 축에 225 Nm 가 

인가되도록, 즉 입력 축 토크 기준 약 137 Nm까지 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시험 가능 속도 및 토크 범위가 넓을수록 다양한 조건 하에서 대상 

기어쌍의 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어비 및 모터 성능에 

의해 부하 토크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하 토크의 크기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속도 범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부하 크기에 따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 축 토크 기준 50 Nm, 100 Nm, 135 Nm로 나누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험 별로 입력 축 속도 기준 500 rpm부터 

5,000 rpm, 4,000 rpm, 3,500 rpm까지 100 rpm씩 증가 혹은 

감소시키며 정상상태 조건에서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스윕 시험의 경우 

동일하게 50 Nm, 100 Nm, 135 Nm 토크 부하를 인가한 채로 각각 

5,000 rpm, 4,000 rpm, 3,500 rpm까지 속도 상승(run-up) 및 속도 

하강(run-down)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6에 시험 조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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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oad cases for transmission error measurement test. 

 Case Input torque, Nm Input speed, rpm 

STE 

measurement 

test 

STE 0 – 135 30 

DTE 

measurement 

test 

Case 1 50 500 – 5,000 

Case 2 100 500 – 4,000 

Case 3 135 500 –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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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달오차 시험 결과 
 

4.1 정적 전달오차 
 

4.1.1 강철 – 강철 기어쌍 정적 전달오차 
 

강철 피니언 – 강철 휠에 대한 정적 전달오차 시험 결과를 Figure 

24에 도시하였다. 이 때 동적 전달오차와의 정량적인 크기 비교를 위해 

PPTE를 RMS로 나타내었다. 반복 시험 결과, 부하 토크의 크기에 따른 

전달오차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W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부하 조건에서는 제작오차, 치형수정 등으로 인한 불완전한 

인볼루트 치형으로 인해 전달오차의 크기가 RMS 기준 0.16 ~ 0.17 𝜇𝑚 

(PPTE 기준 0.45 ~ 0.50 𝜇𝑚 )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토크 부하가 인가되기 시작하면서 치면에 압력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 

치면과 이뿌리에서 탄성 변형이 발생한다. 치면 상의 탄성 변형이 

발생하면서 물림률이 증가하고[54], 치형수정, 불완전한 표면 

조도(surface roughness) 등으로 인한 요철(non-flatness)이 

평탄해짐으로써 무부하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림 과정이 

부드러워져[55] 전달오차의 크기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입력 축 토크가 12.5 Nm보다 크고 50 Nm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달오차에 대한 탄성 변형의 영향이 제작오차보다 커져 전달오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토크가 50 ~ 75 Nm 범위 

내에서 작동할 때에는 전달오차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토크가 

75 Nm보다 크면 토크의 증가와 함께 전달오차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치형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며, 치형 수정은 

통상적으로 기어 시스템의 특정 부하 조건에서 기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된다[45]. 즉, 현재 기어쌍에 적용되어 있는 치형 수정에 의해 

입력 토크 기준 75 Nm 상당의 부하 영역에서 전달오차가 

최소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토크 인가 시 전달오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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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진동 및 소음도 작게 나타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시험 

결과와 같이 두 개의 토크 부하에서 정적 전달오차가 작게 나타나 토크 

- 전달오차 곡선이 W 모양을 그리는 현상은 기존 연구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5, 47]. 

또한, 정적 전달오차의 경향성을 정의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6차 다항식을 적합한 결과를 점선으로 함께 

나타내었다. 아래 식 4.1에 도출된 회귀식을 나타내었으며,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finition, R2)는 0.9879로, 회귀식이 데이터를 충분히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𝑦 = 3.068 ∙ 10−12 𝑥6 − 1.488 ∙ 10−9 𝑥5 
        +2.757 ∙ 10−7 𝑥4 − 2.426 ∙ 10−5 𝑥3 
        +1.039 ∙ 10−3 𝑥2 − 1.971 ∙ 10−2 𝑥 + 0.1658 

𝑅2 = 0.9879 

(4.1) 

 

  

Figure 24 Static TE measurement results of steel - steel gearset. 

 

어떤 성분들이 전달오차 신호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시험 조건 하에서의 정적 전달오차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FFT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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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Figure 25(a)는 무부하 조건 (0 Nm) 시험 케이스에서의 

평균된 합성 전달오차 신호로, 피니언의 51회 회전에 따른 합성 

전달오차 신호에 산술평균을 취해준 것이다. Figure 25(b)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FFT 분석 결과이다. 피니언 회전에 대한 1차 오더 

성분이 약 7 𝜇𝑚 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2차 오더 성분부터는 비교적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축 회전에 대한 저차 성분들은 제작오차, 

치형수정 등에 의해 나타나는 성분으로, PPTE와는 무관한 성분이다. 

한편 기어 물림 오더에 해당하는 31차에서 약 0.17 𝜇𝑚 의 응답이 

나타났으며, 그 주위 차수에서 측파대 (sideband)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회전방향으로 입력 축 회전에 대한 저차 

오더 및 기어 물림 오더 외에 축 회전에 관여하는 다른 성분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Figure 26(a)는 평균된 단파동 전달오차 신호로, Figure 

25(a)의 평균된 합성 신호에 고대역 통과 필터링을 통해 얻은 31개의 

단파동들에 산술평균을 취하여 얻은 데이터이다. 앞서 방법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최종적으로 PPTE를 구하는 데이터로, Figure 

26(b)와 같이 FFT를 취하여 기어 물림 오더에 대해 어떤 오더 

성분들이 전달오차를 형성하는지 알 수 있었다. 본 예시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입력 축 회전에 대한 31차 성분에 해당하는 기어 물림에 

대한 1차 오더 성분이 0.17 𝜇𝑚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48 

 

 

(a) Averaged total wave 

 

 

(b) FFT result of the averaged total wave 

  

Figure 25 Averaged total wave and its FFT result in terms of pinion (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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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example of averaged short wave 

 

 

(b) FFT result of the averaged short wave 

  

Figure 26 Averaged short wave and its FFT result in terms of pinion (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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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강철 – 이종복합소재 기어쌍 정적 전달오차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에 대한 정적 전달오차 시험 결과를 

Figure 27에 도시하였다. 반복 시험 결과, 부하 토크의 크기에 따른 

전달오차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W 형상으로,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부하 조건에서는 0.13 ~ 0.18 𝜇𝑚 의 전달오차가 계측되었으며, 

토크 부하가 인가되면서 탄성 변형에 의해 0.05 𝜇𝑚  수준까지 

전달오차의 크기가 작아졌다. 50 Nm까지는 비슷한 값이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하다가 75 Nm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75 Nm 이후부터는 토크 증가와 함께 전달오차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27 Static TE measurement results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정적 전달오차의 경향성을 정의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6차 다항식을 적합한 결과를 점선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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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아래 식 4.2에 도출된 회귀식을 나타내었으며,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finition, R2)는 0.9462로, 회귀식이 데이터를 충분히 

추종하고 있으나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보다 다소 산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𝑦 = 1.964 ∙ 10−12 𝑥6 − 9.521 ∙ 10−10 𝑥5 
       +1.781 ∙ 10−7 𝑥4 − 1.608 ∙ 10−5 𝑥3 

                      +7.290 ∙ 10−4 𝑥2 − 1.540 ∙ 10−2𝑥 + 0.148 

𝑅2 = 0.9462 

(4.2) 

 

두 기어쌍의 정적 전달오차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Figure 

28에 두 기어쌍에 대한 시험 결과를 함께 나타내고 Table 7에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전달오차 크기가 비슷하였으나,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이 약간 더 작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25 ~ 

75 Nm 구간에서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의 전달오차 변화가 

미미하여 W 형상이 덜 부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8 Comparison of static TE between steel - steel gearset and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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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mplitude of static transmission error at various torque. 

Input 

torque, 

Nm 

Transmission error, RMS, μm 

Steel – steel 

gearset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Difference 

0 0.166 0.148 0.018 ▼ 

12.5 0.041 0.042 0.001 ▲ 

25.0 0.037 0.028 0.009 ▼ 

37.5 0.052 0.035 0.017 ▼ 

50.0 0.051 0.037 0.014 ▼ 

62.5 0.040 0.034 0.006 ▼ 

75.0 0.036 0.035 0.001 ▼ 

87.5 0.050 0.047 0.003 ▼ 

100.0 0.083 0.071 0.012 ▼ 

112.5 0.123 0.099 0.024 ▼ 

125.0 0.157 0.125 0.032 ▼ 

135.0 0.176 0.145 0.031 ▼ 

 

기어의 재료, 즉 기어 블랭크 물성의 차이를 제외하고 기어의 

형상을 비롯한 모든 시험 조건이 같다면, 강철의 탄성계수 (Young’s 

modulus, E)가 복합재료의 약 37배(강철: 200 GPa, 복합재료: 5.4 

GPa)에 달하기 때문에 토크 인가에 따른 기어 블랭크에서의 탄성 

변형이 작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강철 기어가 이종복합소재 기어보다 

강체에 가까운 거동을 전달하므로 기어 물림 강성(gear mesh 

stiffness)의 변동 폭이 작아 전달오차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어 블랭크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철 휠과 이종복합소재 휠의 질량과 고유진동수를 바탕으로 두 

기어의 강성을 비교하여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먼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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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강철 휠은 3.14 kg, 이종복합소재 휠은 

3.06 kg으로 거의 같았다. 

 

 

(a) Steel wheel 

 

(b) Hybrid-composite wheel 

Figure 29 Weight measurement of the two gears. 

 

한편 고유진동수를 확인하기 위해 Figure 30과 같이 강철 휠과 

이종복합소재 휠에 대해 충격 시험(impact test)을 수행하였다. 임팩트 

해머(impact hammer)를 이용해 기어의 치면을 회전 방향 (tangential, 

X 방향)으로 가진하는 동시에 가해지는 힘을 계측하였으며, 기어 허브에 

3축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기어 블랭크를 거쳐 나오는 허브의 회전 

방향(tangential, X 방향), 반경 방향(radial, Y 방향), 축 방향(axial, Z 

방향)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였다. 이로부터 주파수 응답 

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때 

계측마다 5회 가진을 수행하여 평균을 취함으로써 반복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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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Impact test to obtain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igure 31에 5,000 Hz까지 각 방향의 주파수 응답 함수를 

도시하였다. 두 기어 모두 첫 공진점이 670 ~ 690 Hz에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500 Hz이하 저주파에 대한 응답의 크기는 두 기어가 

대동소이한 수준(회전 방향: 0.06 g/N, 반경 방향: 0.02 g/N, 축 방향: 

0.008 g/N)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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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ngential response (X direction) 

 

(b) Radial response (Y direction) 

 

(c) Axial response (Z direction) 

Figure 31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two gears 

(red: steel, green: hybrid composite). 

 

두 기어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하기 위해 600 ~ 750 Hz 구간을 

확대하여 Figure 32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강철 기어의 고유진동수는 

회전 방향 675 Hz, 반경 방향 685 Hz로 나타났으며,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고유진동수는 회전 방향 679 ~ 689 Hz, 반경 반향 688 Hz로, 

두 기어가 거의 같은 주파수에서 공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축 방향으로는 응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𝜔 = √𝑘/𝑚 의 관계로부터 강성을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식 4.3으로부터 각 기어의 강성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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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𝜔  값으로 시스템 강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공진 주파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강철 휠의 강성은 56,624,166 N/m, 이종복합소재 

휠의 강성은 55,768,359 N/m로 1.5%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𝑘𝑠 = 𝑚𝑠𝜔𝑠

2 = 3.148 ∙ (2𝜋 ∙ 675)2 = 56,624,166   𝑁/𝑚 

𝑘𝑐 = 𝑚𝑐𝜔𝑐
2 = 3.064 ∙ (2𝜋 ∙ 679)2 = 55,768,359   𝑁/𝑚 

(4.3) 

 

 

(a) Tangential response (X direction) 

 

(b) Radial response (Y direction) 

 

(c) Axial response (Z direction) 

Figure 32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two gears in range of 600 – 

750 Hz (red: steel, green: hybrid composite). 

 

결국 기어 블랭크를 이루는 재료의 탄성계수 자체는 복합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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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보다 훨씬 작지만 강철 휠의 얇은 웹과 구멍 등 그 형상으로 인해 

두 기어의 강성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속도가 

충분히 작아 댐핑의 효과가 배제되어 있는 준정적 조건 하에서 강철 

기어와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전달오차가 비슷한 값을 나타낸 것은 두 

기어의 시스템 강성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680 Hz 부근의 공진점과 더불어 2,500 Hz 이상부터 

나타나는 공진점에서의 응답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이종복합소재 

기어쪽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복합소재의 감쇠 효과가 각 

공진점에서 잘 나타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동적 전달오차 계측 

시 이종복합소재 휠에서 이러한 감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4.2 동적 전달오차 
 

4.2.1 강철 – 강철 기어쌍 동적 전달오차 
 

강철 – 강철 기어쌍의 동적 전달오차 시험 결과를 Figure 3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하중 조건 하에서 3회 반복 시험을 수행한 

결과로부터 각 하중 조건 하에서 뚜렷한 반복성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낮은 회전 속도인 500 rpm의 전달오차 값과 앞에서 구한 정적 

전달오차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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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33 Steady state dynamic TE measurement results of steel - steel 

gearset. 

 

Figure 34에 하중 조건 별 반복 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도시하였다. 

세 하중 조건에서 공통적으로 1,800 rpm에서 전달오차가 가장 큰 

공진점이 나타났으며, 900 rpm과 3,000 rpm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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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나타났다. 한편 Case 1에서 회전속도가 5,000 rpm에 가까워짐에 

따라 전달오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하중 조건 하에서는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동력 한계로 인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Case 1과 Case 2에서 전달오차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입력 토크의 크기가 가장 큰 Case 3의 경우 

1,800 rpm 공진점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  

 

 

Figure 34 The influences of applied torque on steady state DTE responses of 

steel - steel gearset. 

 

스퍼 기어의 경우, 회전 속도의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동적 

전달오차의 크기가 비선형적이고 불연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jump up or jump down)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기어 치의 

분리(tooth separation)에 의한 비선형적 현상으로 많은 연구들에 의해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다[25, 28-30, 56, 57]. 한편 헬리컬 기어의 경우 

기어 치 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연속 현상도 

보이지 않는다[28].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얻은 정상상태 

응답과 감소시키면서 얻은 응답을 Figure 35에 동시에 도시하여 



 

 60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체가 헬리컬 기어인만큼 이전 

문헌의 결과와 같이 거의 속도 상승/하강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 

Figure 35 DTE responses of steel - steel gearset in condition of increasing 

and decreas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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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윕 시험을 통해 얻은 동적 전달오차 계측을 위한 

가속도( 𝑎𝑝1,𝑡𝑎𝑛 )와 그로부터 계산된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 𝐷𝑇𝐸𝐴𝐶𝐶 )의 

컬러맵을 도시하였다. Figure 36은 전달오차 계측을 위해 사용한 4개의 

가속도 데이터 중 하나( 𝑎𝑝1,𝑡𝑎𝑛 )를 컬러맵으로 나타낸 것이며, Figure 

37는 동적 전달오차 계산 과정에서 얻게되는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𝐷𝑇𝐸𝐴𝐶𝐶)의 컬러맵이다. 

두 값에 대한 컬러맵 모두 세 시험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기어 

물림 차수인 31차와 그 하모닉 성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 공진의 존재를 확인하였던 1,800 

rpm과 3,000 rpm의 부근인 1,750 rpm과 2,950 rpm에서 31차 오더 

성분이 크게 나타났으며 (빨간색 원), 900 rpm 부근인 880 rpm에서 

62차 오더 성분이 크게 나타났다 (보라색 원). 

한편, 가속도의 컬러맵인 Figure 3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32차 

오더에서 2,500 rpm과 1,350 Hz의 교차점(주황색 원)과 63차 

오더에서 1,350 rpm과 1,350 Hz의 교차점(하늘색 원)의 응답이 

전달오차의 컬러맵인 Figure 37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부터 

1,350 Hz에서 기어 물림에 의한 전달오차 성분 이외에 기어시스템의 

특성인 공진에 의한 응답이 존재하나, 동적 전달오차 계산 과정에서 

시스템 공진의 영향이 상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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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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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36 Colormap of measured acceleration (𝒂𝒑𝟏,𝒕𝒂𝒏) at an accelerometer 

of steel - steel gearset at each loa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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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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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37 Colormap of DTEACC of steel - steel gearset at each load cases. 

 

Figure 37와 컬러맵으로부터 기어 물림 차수 성분과 하모닉 

성분들의 오더컷(order cut) 및 제곱합(vector sum)을 나타낸 Figure 

38(a)에서 앞서 살펴본 정상상태 동적 전달오차 시험 결과와는 달리 

회전 속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응답이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 𝐷𝑇𝐸𝐴𝐶𝐶 )의 특징으로, 이중적분을 

취해 변위 단위의 동적 전달오차(𝐷𝑇𝐸)를 구해주면 식 2.8과 같이 회전 

주파수의 제곱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정상상태 시험 결과들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 Figure 38(a)의 𝐷𝑇𝐸𝐴𝐶𝐶 와 같이 

가속도 상태에서는 5,000 rpm과 3,670 rpm에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𝐷𝑇𝐸𝐴𝐶𝐶 를 이중적분한 Figure 38(b)의 𝐷𝑇𝐸 에서는 주 

공진점으로 확인되었던 1,750 rpm에서 응답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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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𝐷𝑇𝐸𝐴𝐶𝐶 

 

(b) 𝐷𝑇𝐸 (double integrated from 𝐷𝑇𝐸𝐴𝐶𝐶) 

Figure 38 GMF harmonic order cut (from 1st to 3rd) and the vector sum of 

steel - steel gearset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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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윕 시험을 통해 얻은 동적 전달오차 선도를 정상상태에서 얻은 

동적 전달오차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시험 조건 별 시험 결과를 

Figure 39와 같이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거의 비슷한 회전 

속도에서 공진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0 rpm 

단위로 시험을 수행한 정상상태 시험 결과보다 20 rpm 단위로 데이터를 

계측한 스윕 시험 결과가 피크점들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상상태 시험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 

한편 스윕 시험의 경우 100 rpm/sec의 비율로 속도를 변화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0.2초 동안 순간적으로 계측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20 rpm마다 전달오차를 구하게 된다. 반면 정상상태 시험 

시에는 7초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500 rpm 이상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전달오차를 구하게 된다. 이를테면, 같은 500 

rpm 시험 조건 하에서 스윕 시험을 통해 데이터 처리를 할 때 0.2초 

동안 데이터를 계측하면 약 1.67회의 피니언 회전, 즉 51.67회의 

물림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낮을수록 해당 데이터를 본 

기어쌍의 전달오차 대표값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정상상태 시험을 수행하며 7초동안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1,808회의 

물림을 계산에 반영하여 피니언과 휠 잇수의 최소 공배수인 1,581을 

상회한다. 이는 곧 기어쌍의 모든 맞물림을 고려한 전달오차를 

도출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시험 시간, 회전 속도에 대한 해상도, 전달오차 값의 정확도 

등 각 시험 방법이 갖는 한계와 이점을 고려하여 시험 방법을 

선정하거나 시험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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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39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steel – steel gearset 

derived from steady state test and swee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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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강철 – 이종복합소재 기어쌍 동적 전달오차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의 동적 전달오차 계측 

결과를 Figure 40에 도시하였다. 낮은 회전 속도에서 계측된 동적 

전달오차 값이 각 입력 토크 별 정적 전달오차의 크기와 비슷하였으며, 

속도 상승/하강에 따른 차이나 치 분리에 의한 비선형적 현상 없이 

일관적이고 선형적인 동적 전달오차 값이 도출되었다. 1,700 rpm과 

3,000 rpm에서 주요한 공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입력 토크가 50 

Nm일 때에는 4,400 rpm에서 응답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입력 토크가 100 Nm일 때에는 1,700 rpm에서의 

공진점이 나타나지 않고, 낮은 응답 수준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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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0 Steady state dynamic TE measurement results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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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토크의 크기에 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Figure 41에 시험 

조건 별 동적 전달오차를 일괄적으로 도시하였다. 토크 부하에 대한 

동적 전달오차의 경향성은 입력 토크 50 Nm와 135 Nm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토크가 135 Nm일 때 전반적으로 입력 토크 50 Nm 부하 

조건보다 동적 전달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입력 토크가 100 Nm일 때 1,700 

rpm에서의 공진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복합소재로 

인한 특성인지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Figure 41 The influences of applied torque on steady state DTE responses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의 동적 전달오차 시험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스윕 시험을 수행하여 컬러맵을 작성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Figure 42에는 동적 전달오차 계측을 위한 

가속도( 𝑎𝑝1,𝑡𝑎𝑛 )에 대한 컬러맵을, Figure 43에는 그로부터 계산된 

가속도 단위 전달오차(𝐷𝑇𝐸𝐴𝐶𝐶)에 대한 컬러맵을 도시하였다. 

두 값에 대한 컬러맵으로부터 세 시험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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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 차수인 31차와 그 하모닉 성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앞서 공진의 존재를 확인하였던 1,700 

rpm과 3,000 rpm 부근에서 31차 오더 성분이 크게 나타났으며 

(빨간색 원), 850 rpm 부근에서의 62차 오더 성분은 가속도 컬러맵보다 

전달오차 컬러맵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보라색 원). 

한편, 가속도의 컬러맵인 Figure 4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32차 

오더에서 2,600 rpm과 1,350 Hz의 교차점(주황색 원)과 63차 

오더에서 1,280 rpm과 1,350 Hz의 교차점(하늘색 원)의 응답이 

전달오차의 컬러맵인 Figure 43에서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1,350 Hz에서 기어 물림에 의한 전달오차 

성분 이외에 기어시스템의 특성인 공진에 의한 응답이 존재하나, 동적 

전달오차 계산 과정에서 시스템 공진의 영향이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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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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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2 Colormap of measured acceleration (𝒂𝒑𝟏,𝒕𝒂𝒏) at an accelerometer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at each loa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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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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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3 Colormap of DTEACC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at each 

load cases. 

 

한편, 100 Nm 하중 조건에 대한 컬러맵인 Figure 42(b)와 Figure 

43(b)에서 1,700 rpm 부근을 살펴보면 기어 물림 주파수인 31차 오더 

성분의 응답이 현저하게 작아졌으며, 오히려 측파대(sideband)에 

해당하는 30차, 32차 성분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부하 토크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50 Nm부터 135 

Nm까지 10 Nm 단위로 스윕 시험을 수행하여 기어 물림 주파수와 그 

하모닉 성분 (31, 62, 93차) 전달오차의 벡터 합을 Figure 44에 

도시하였다. 그 결과, 입력 토크 50 Nm과 135 Nm 조건에 비해 90, 

100 Nm일 때 공진 현상이 매우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크 

부하 크기 상승에 따라 입력 토크 70 Nm 이후부터 전달오차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90 Nm에서 최소가 되고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설계 하중(design load) 최적화를 위한 치형 수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크 부하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77 

물림률과 더불어 기어의 접촉면의 넓이가 증가하여 기어 물림 강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공진이 나타나는 회전 속도가 점차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100 – 5,000 rpm 

  

(b) Around the resonance speed (1,7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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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ransmission error at resonance per input torque 

Figure 44 The vector sum of GMF harmonic order (from 1st to 3rd) of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under various torque level. 

 

4.2.3 강철 - 강철 기어쌍과 강철 - 이종복합소재 

기어쌍의 동적 전달오차 비교분석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기어쌍과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의 

동적 전달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입력 토크가 50, 100, 135 Nm일 때의 

두 기어쌍에 대한 정상상태 시험, 스윕 시험 결과를 Figure 45과 

Figure 46에 함께 도시하였으며, 식별 가능한 피크 값들의 크기를 

Table 8에 비교하였다.  

시험 방법이나 토크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회전 

속도에서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사용했을 때 전달오차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복합소재의 댐핑 효과로 인해 거의 모든 피크들에서 눈에 

띄는 감소량을 보였다. 더불어 모터 다이나모미터 성능 한계로 인해 

100 Nm와 135 Nm 토크 조건 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50 Nm 

토크 조건에서는 4,500 rpm 이상에서 강철 피니언 – 강철 휠 기어쌍의 

전달오차가 증가할 때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5,000 rpm 이상의 고속 조건에서도 복합재료의 

댐핑 효과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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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5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steel – steel gearset 

and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derived from steady sta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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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6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steel – steel gearset 

and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derived from swee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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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mplitude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at distinguishable resonance 

speeds. 

* S: steel – steel gearset, ** HC: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Torque, Nm 
Steady state Sweep 

Speed, rpm TE, μm Speed, rpm TE, μm 

50 

S* 900 0.155 879 0.306 

HC** 900 0.095 821 0.176 

  38.7 % ▼  42.5 % ▼ 

S 1,700 0.442 1,757 0.498 

HC 1,700 0.410 1,677 0.324 

  7.2 % ▼  34.9 % ▼ 

S 3,000 0.135 3,676 0.206 

HC 3,000 0.072 3,655 0.123 

  45.6 % ▼  40.3 % ▼ 

S 3,700 0.135 3,676 0.218 

HC 3,700 0.072 3,655 0.169 

  46.7 % ▼  22.5 % ▼ 

100 

S 900 0.307 878 0.364 

HC 900 0.041 856 0.194 

  86.6 % ▼  46.7 % ▼ 

S 1,800 0.452 1,779 0.608 

HC 1,800 0.029 1,719 0.131 

  93.6 % ▼  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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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000 0.203 2,979 0.260 

HC 3,000 0.121 2,959 0.129 

  40.4 % ▼  50.4 % ▼ 

S 3,700 0.083 3,601 0.209 

HC 3,700 0.070 3,678 0.120 

  15.7 % ▼  42.6 % ▼ 

135 

S 900 0.435 878 0.407 

HC 900 0.130 856 0.159 

  70.1 % ▼  60.9 % ▼ 

S 1,800 1.591 1,779 1.200 

HC 1,800 0.453 1,719 0.565 

  71.5 % ▼  52.9 % ▼ 

S 3,000 0.169 2,979 0.230 

HC 3,000 0.093 2,959 0.139 

  45.0 %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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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속도계 및 로터리 엔코더 동적 전달오차 시

험 결과 비교 
 

마지막으로,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동적 전달오차 계측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전달오차 

측정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로터리 엔코더 ERN 120은 회전당 5,000개의 펄스 

신호를 내보내어 각 펄스 응답이 나타난 시간차로부터 회전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igure 47(a)와 같이 피니언 축이 1회 

회전하였을 때 이상적으로 5,000개의 펄스 응답이 기록된다. 한편 

피니언은 31개의 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치 하나가 물리는 동안 Figure 

47(b)와 같이 약 161.3개의 펄스 응답이 기록된다. 따라서 전달오차의 

기어 물림 성분을 계측하는 데에 161.3개의 데이터, 그 하모닉 

성분들을 계측하는 데에 80.7, 53.8, 40.3 … 개의 충분한 수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최대 5,000 rpm까지 시험 수행 시 초당 약 

416,667개의 펄스 신호(펄스 당 0.0000024초)를 DAQ에 전송하게 

되는데, 데이터 수집에 사용한 DAQ의 시간 분해능은 최소 1 

MHz이므로 동적 전달오차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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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lses per pinion revolution 

 

 

(b) Pulses per pinion tooth pitch 

 

Figure 47 Number of pulses recorded with relate to pinion revolution and 

tooth pitch. 

 

앞서 수행한 정상상태 시험과 동일한 시험 조건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정상상태 시험, 가속도계를 이용한 

정상상태 시험, 스윕 시험 결과를 Figure 48(강철 피니언 – 강철 휠 

기어쌍)와 Figure 49(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에 도시하였다. 

엔코더와 가속도계 기반 시험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경향과 식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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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의 수는 비슷하나, 공진이 나타나는 회전속도나 전달오차의 크기 

면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이를테면, Figure 48(a)의 사례에서 

가속도계 기반 시험의 경우 900, 1,700, 3,000, 3,700 rpm에서 피크가 

나타난 것에 비해 엔코더 기반 시험의 경우 900, 1,800, 2,700, 3,500 

rpm에서 피크가 나타나 약간의 0 ~ 300 rpm 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1,700 rpm에서 나타난 공진의 경우 가속도계 기반 시험의 경우 

0.44𝜇𝑚 , 엔코더 기반 시험의 경우 0.76𝜇𝑚으로 엔코더 기반 시험으로 

얻은 전달오차가 약 1.7배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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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8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measured by 

encoder- and accelerometer-based steady state method (steel – steel 

gea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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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49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measured by 

encoder- and accelerometer-based steady state test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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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로터리 엔코더로 계측한 두 기어쌍의 동적 전달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Figure 50에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정상상태 전달오차 

시험 결과를 도시하였다. 가속도계 기반 시험과 달리 일부 시험 

조건에서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의 전달오차의 크기가 

커지는 구간이 존재하고, 공진이 나타나는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도 

일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앞서 수행한 가속도계 기반 정상상태 

시험 및 스윕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에서 주 공진점인 1,700 ~ 1,800 rpm에서의 

전달오차의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아진 것과 Figure 50(a)의 4,500 rpm 

이상의 높은 회전 속도 조건 하에서 전달오차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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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50 Nm & 500 – 5,000 rpm  

 

 

(b) Case 2: 100 Nm & 500 – 4,000 rpm 

 

 

(c) Case 3: 135 Nm & 500 – 3,500 rpm 

 

Figure 50 Comparison of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steel – steel gearset 

and steel – hybrid composite gearset (derived from encoder-based steady 

sta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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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절대적인 전달오차의 크기나 공진 회전 속도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가속도계 기반 전달오차 시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달오차의 크기가 기존 계측 결과와 같이 이종복합소재 

기어를 사용하였을 때 훨씬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기어쌍의 전달오차 

특성을 비교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절대적으로 어떤 시험을 통해 얻은 전달오차가 맞는지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과 고찰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기어의 경우 축이 충분히 길지 않아 로터리 엔코더와 슬립링을 

동시에 장착할 수 없으며, 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커플링, 지그 

등 일부 장치를 해체한 후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본 연구는 

그 과정에서 축 정렬 오차가 달라져 계측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환경에서 두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장치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속도, 혹은 회전 속도의 계측 지점이 다르다는 점으로부터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로터리 엔코더는 축의 측방향 

변형(lateral deformation)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는 하우징 커버 옆에 

장착되는데 반해 가속도계가 장착되는 플랜지는 기어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토크 부하로 인해 축의 측방향 변형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두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두 시험 결과가 어느정도 일관된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가속도계 기반 전달오차 계측 방법은 축에 

가속도계 장착 플랜지를 가공 혹은 장착해주어야 하며, 슬립링이라는 

추가적인 장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하게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는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해 

전달오차를 계측할 수 있다면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한 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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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트랙터를 비롯한 농업기계의 진동·소음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트랙터의 주 소음원인 엔진, 기어박스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해 작업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다가오는 농업기계 전동화로 인해 향후 상용화될 전기구동 

트랙터의 경우 기어박스 소음이 주된 소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어 소음의 주된 형태 중 하나인 화인 소음의 원인인 

전달오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의 댐핑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복합소재로 

기어 블랭크를 사용하는 이종복합소재 기어의 진동·소음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어 화인 소음의 지표로 알려진 전달오차를 

계측하여 강철 기어에 대한 계측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달오차 이론 및 계측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이종복합소재 

기어와 강철 기어의 특성 비교를 위해 축 전달오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여 축 전달오차의 계측을 위해 기어와 플랜지를 볼트 체결하는 

기존과는 달리 가속도계가 장착되는 플랜지를 압입하는 방식으로 시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저속에서 전달오차 계측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로터리 엔코더를 기반으로 정적 전달오차를, 고속에서 전달오차 계측이 

유효하다고 알려진 가속도계를 기반으로 동적 전달오차를 계측하여 

이종복합소재 기어와 강철 기어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으며, 로터리 엔코더를 이용한 동적 전달오차 계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어 시스템의 전달오차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험을 위한 

기어박스, 센서, 커플링, 지그류 등 일체를 구축하였으며 정적 

전달오차의 경우 로터리 엔코더를, 동적 전달오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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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터 다이나모 

성능을 기반으로 부하 토크의 크기 및 입력 속도에 따라 3가지 

대표 시험 조건을 선정하였다. 

 

2) 정적 전달오차의 경우 두 기어쌍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복합재료의 낮은 탄성계수에도 불구하고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이 소량 작았으나, 충격 시험을 통해 

강철 휠의 형상으로 인해 기어의 시스템의 강성이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어의 시스템 강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두 

기어쌍의 정적 전달오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동적 전달오차의 경우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이 

전반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진이 발생하는 회전 

속도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정상상태 시험과 스윕 시험의 결과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시험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스윕 시험 결과로부터 중력가속도 성분, 외부 공진 등 

전달오차와 무관한 성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종복합소재 기어 사용 시 특정 토크 부하(90, 100 Nm)의 

공진 회전 속도(1,700 rpm)에서 전달오차가 오히려 작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로터리 엔코더와 가속도계를 이용해 정상상태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비록 공진 회전 속도와 전달오차의 크기는 

상이하였으나, 전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하여 두 기어쌍의 

전달오차 크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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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된 시스템 상에서 정적 전달오차와 동적 전달오차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으며, 시험 방법 변경 시 1개의 탄성 커플링을 

탈거한 후 다시 조립해야 한다. 이는 축의 형상 변경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동일한 시험 환경에서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로터리 

엔코더와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계측한 동적 전달오차를 보다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종복합소재 기어 사용 시 동적 전달오차가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진동·소음 성능 개선 여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 향후 

기어박스 하우징 가속도 응답, 방사 소음 등을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한다면 이종복합소재 기어 사용 시 전달오차 

감소로 인한 진동·소음 성능 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본 연구에서는 시험장비의 한계로 인하여 인가되는 토크에 따라 

제어 가능한 회전 속도가 제한되었다. 이로인해 동적 전달오차 

시험 Case 1에서 회전속도가 4,500 rpm 보다 커질 때 강철 

피니언 - 이종복합소재 휠 기어쌍의 경우 전달오차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5,000 rpm 이상 시험 

조건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향후 동력전달계의 

전동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회전 속도보다 높은 회전 속도로 

기어 물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시험 장비를 보완하여 

고속 조건에서 데이터를 취득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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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Hybrid Metal-

Composite Gear for Shaft 

Transmission Error Reduction of 

Tractor Driveline 
 

Ho-Gil Yoo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ear is one of the major noise sources of tractor’s driveline. The 

gear transmission error is the main source of whine nois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noise caused by the gear mesh, and is mainly 

resulted from the gear mesh force fluctuation. In this study, the 

validity of applying hybrid metal – composite gears, whose gear blank 

was replaced by the composite material, for improving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obtaining the transmission 

error and comparing it with the steel gear. 

The transmission error of gear is affected by the loaded torque 

and rotating speed. For instance, the magnitude of transmission error 

is increased or decreased with the increment of torque level, inducing 

the elastic deformation, or is soared at the specific rotating speed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static transmission error and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have been measured by rotary encoder 

and accelerometer respectively and studied about th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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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oise and vibration. 

In order to validate the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of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by measuring the transmission error, the 

equivalent steel gear was arranged. The geometries of steel gear and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were identical except the material and 

shape of gear blank. Then, static and dynamic transmission error of 

steel pinion – steel wheel gearset and steel pinion – hybrid metal 

composite wheel were measured and compared by rotary encoder 

and accelerometer. Thereby, the characteristic of transmission error 

of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was investigated. As a result of 

measurements, the static transmission error was at similar level or 

slightly lowered level and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was lower 

at overall test conditions and remarkably reduced at the resonance 

speeds when hybrid – metal composite gear was utilized. It was 

determined that the static transmission error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earsets due to the marginal 

deviation of the system stiffnesses, and that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at resonance speed was effectively reduced by 

the damping effect of composite material of the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blank. Whilst the existing studies of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have been focused on the weight reduction and 

durabilit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hybrid metal – 

composite gear was focused on improving transmission error, which 

is the indicator of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of the vehicle 

driveline. 

Additionally, the potentiality of utilizing the rotary encoder for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measurement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accelerometer-based measurement 

results. The accelerometer-based measurement metho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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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what tricky because the shaft flange to mount the 

accelerometers are needed to be manufactured and fitted on the shaft 

and the slip ring is needed to be mounted at the end of the shaft. Thus, 

if the dynamic transmission error could be measured feasibly by the 

rotary encoder-based method, the related studies are expected to 

be much simpler in the future. 

 

Keywords : Gear, Transmission error, Whine noise, Composite 

material, Noise an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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